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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기 접속기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전기 접속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제1기판의  각  측면에  고 도로  배열된  전도  경로를  제2기판상의  대응하는  전도  경로에 접속
시키도록 각각 배치된, 본 발명에 따른 2개 전기 접속기를 나타내는 부분 절제 사시도.

제2도는 제1도에 도시된 접속기의 일부의 부분 단면 측면도.

제3도는 제2도에 도시된 접속기에서 사용되는 가요성 회로의 중간 부분이 생략된 전개도.

제4(a)도  내지  제4(f)도는  본  발명에  의한  임피던스  제어  장치의  접지  트레이싱들에  있어서의 각종
의 공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제2도의 절단선 4-4를 따라 취한 단면도.

제5도는  기판들중의  하나에  대한  본  발명에  따른  접속기의  표면  장착  상태를  나타내는,  제도의  선 
6-6서 본 측면도.

제7도  내지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접속기를  기판들중의  하나에  장착시키는  여러가지  변형예를 각
각 나타내는, 제6도와 유사한 측면도.

제10도는 제3도의 절단선 10-10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0' : 접속기                    12,12' : 코어

14, 16 : 요부(凹部)              18,20 : 바이어싱 스프링

24 : 가요성회로                     28S : 유전체 스트립

30 : 신호 전도 트레이싱         36,36' : 덮개

38 : 임피던스 제어장치          40,42 : 접지 트레이싱 

52, 52' : 리이드 프레임         C, C' : 전도 경로 

MB : 모(母)회로판                 DB : 자(子)회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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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가용성회로를  이용한  전기  접속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임피던스  제어 장
치가 설치된 가요성 회로를 가진 접속기에 관한 것이다.

초  대규모  집적회로(VLSI)의  제조기술에  있어서의  최근의  발전으로  인하여,  훨씬  많은  수효의 입출
력(I/O)신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칩(chip)을  생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호  도의  이와같은 
증가에  따라서,  이러한  칩을  가지고  있는  제1기판상에  배열된  전도경로에  의해  반송되는  신호들을 
제2기판상에  배열된  대응하는  전도  경로에  효과적으로  상호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전기  접속기의 능력
을 이에 맞게 증가시킬 필요성이 존재하여 왔다.

신호  도의  증가외에도,  작동  주파수의  점에서  노출(emerging)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칩의 회로성
능도  역시  극적으로  증가되었다.  예를들어,  에미터  결합  논리회로  기술,  집적  주입  논리회로  기술, 
혹은  다른  노출기술을  사용하여  칩을  제조  함으로써,  작동  주파수가  표준의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논리회로  기술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작동  주파수를  넘어  향상된다.  따라서,  이들  작동  주파수에서 
데이타  송신을  행함에  있어서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신호가  하나의  기판상의  전도 경로들
로부터  접속기를  통하여  다른  기판상의  전도  경로들로  전송되는  동안에  이  신호의  질을  확실하게 유
지시킬 수 있도록 이 접속기가 전자 회로 자체에 필적하는 전자 특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하나의  기판으로부터  접속기를  통하여  다른  기판으로  전송되는  신호의  질은,  각  기판상의  전도 경로
들과  접속기상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tracing)들  사이의  접촉면에  기인한  신호  반사의  크기에 의하
여,  그리고  접속기상의  인접한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  사이에서의  누화(cross  talk)의  정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호  반사에  관하여  반사된  에너지의  양은  기판상의  전도  경로와  접속기상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사
이의  특성  임피던스(이하,  단지"임피던스"라고  함)  변화의  크기,  그리고  포함된  주파수에  좌우된다. 
임피던스의  부정합(mismatch)이  발생하면,  전송된  에너지  펄스가  왜곡된다.  이것은  데이타  전송 오
류를  야기한다.  또한,  예컨대  노출  집적  회로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된  칩에서  나타나는 바와같
이  매우  급속한  상승  시간을  가진  고주파  펄스율은  이러한  펄스들에서  커다란  임피던스  부정합이 나
타났을 때의 에너지 반사에 관한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킨다.

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기  경로에  의해  반송되는  신호가  인접한  경로에  의해  간섭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인접한  경로들을  신호  보전성(intergrity)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경
로를  오염시킴으로써  전송시의  오류를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누화간섭은  전기  전도성  트레이싱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도 결합 및 용량 결합 또는 그들중 어느 하나에 발생한다.

도  문제를  만족시키기위하여,  여러가지의  고 도  접속기가  제안되어  왔다.  이들  접속중에서 고
도  적용분야에  특히  유용한  것으로  밝혀진  몇몇  접속기에서는,  그들의  구조(전도  경로들  사이의 간
격은 0.050인치(1.27mm)정도로 좁다) 내에 가요성 회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접속기의 
예로서는,  미국  특허  제4,227,767호와  제4,248,491호에  기재된  것이있다.  가요성  회로라고  하는 것
은,  신호전도  트레이싱이  한쪽  표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요성  유전체  물질  기판(예컨대, "이.아이.듀
퐁  드  네모아앤드  캄파니"에서  Kapton이라는  상표로  판매되고  있는  폴리이미드  필름으로된)을 사용
하여  형성된  전도소자이다.  가요성  회로를  사용한  다른  접속장치들이  미국  특허  제3,614,707호, 제
4,357,750호,  제3,843,951호,  제3,936,119호,  제3,951,493호,  제3,999,826호,  제4,019,758호, 제
4,092,057호,  제4,184,729호,  제4,173,381호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속기들은  전송되는 
신호의  질을  보장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아니라, 0.050인치
(1.2mm)이하의  간격을  갖는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기술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의  견지에서,  가장  최근의  기술에  의해  제조된  고 도(0.050인치(1.27mm)이하의  간격)의 
I/0회로와  함께  사용되기에  적합한  고 도  전기  접속기를  제공하는것,  그리고  가요성  연결  회로를 
그의  고유한  장점들과  함께  사용하여서  상술한  고 도  전기  접속기를  제공하는  것,  또한  전송되는 
신호의  질을  저하시키는  신호  반사  및  누화를  효과적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한  임피던스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어진다.

본  발명에  따라,  제1기판상의  신호  전도  경로들의  배열을  이에  대응하는  제2기판상의  전도  경로들의 
배열(이들  전도  경로들  사이의  간격은  접하게  떨어져  있다)에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시키기  위한 
접속기가  제공된다.  이와같은  접속기는  샤시(chassis)혹은  콘솔(console)의  내부에  위치한 모판(母
板)에 자판(子板)을 접속시키는 것과 같이, 2개의 기판을 접속시키는데 전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접속기는  유전체물질로  형성되고  주위에  가용성  회로가  감겨져  있는  코어(core)를  포함한다.  그 
가요성  회로의  단부들은  그  코어에  고착되어  있으며,  상호  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가요성 
회로의  제1표면,  즉,  외면에는,  상호  접속시키려고  하는  기판들  각각의  전도  경로와  같은  갯수이고 
이들  전도  경로와  위치적으로  일치하는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이  배열되어  있다.  가요성  회로의 제2
표면,  즉,  내면에는,  가요성  회로의  외면상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의  임피던스를  제어함으로써 접속
기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에  의해  접속되는  기판상들상의  전도  경로의  임피던스를  효과적으로 정합시
키고,  이에  의하여  회로  성능을  저하시키는  신호반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배열된 
임피던스 제어 장치가 배치되어 있다.

임피던스  제어장치는  1개  혹은  그  이상의  전도성  접지  트레이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형적이다. 
가요성  회로상에서의  접지  트레이싱들의  특정의  물리적  배치  및  간격은,  가요성  회로상의  신호전도 
트레이싱과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될  기판상의  전도  경로와의  사이에  접한  임피던스  정합을 제공하
도록  선택된다.  이러한  구조는  누화도  감소시킨다.  가요성회로의  외면에는,  누화를  더욱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접한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의 사이에 간격을 두고 배치된 접지선이 설치될 수도 있다.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기  설명  전반에  걸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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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도면내의 동일한 요소들에 대하여 동일한 참조 부호가 부여되어 있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구체화한  한쌍의  접속기(10)(10')가  상호  조립된  작동관계로  도시되어 있
는데,  각각의  접속기는  제1기판(전형적으로는,  자(子)회로판(DB))의  양표면들의  각각에  미리정해진 
패턴으로  배치된  소정  배열의  전도  경로들(C)을  제2기판(전형적으로는,  모(母)  회로판(MB))의 표면
상에  배치된  소정  배열의  전도  경로들(C')중  대응하는  전도  경로들과  상호  접속시키도록  되어  있다. 
도면에는  양면을  가진  회로판(DB)의  각  표면상의  전도  경로들(C)을  이와  관련된  모  회로판(MB)상의 
대응하는  전도  경로들(C')과  상호  접속시키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나,  본  발명의  원리를  구체화한 
접속기(10)(10')는  2개  기판들  각각에  배치된  대응하는  전도  경로들을  상호  접속시킬  필요가  있는 
어떠한  작동  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  바란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상호  접속된 기판들
은 일반적으로 회로 기판과 세라믹 칩 캐리어 또는 그들중 하나를 포함한다.

제1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전도  경로들(C)(C')은  그들  각자의  기판상에  높은  도로  배열되어 있으
며,  전도경로 배열중 선택된 일부 전도 경로의 접촉 패드는 나머지 전도 경로의 접촉 패드의 하부에
서  관련  기판상에  놓인다.  접촉  패드가  아랫쪽에  있는  전도  경로가  도면에  참조 부호(CA)(C'A )로 표

시되어  있고,  접촉  패드가  윗쪽에  있는  전도  경로는  참조 부호(CB )(C'B)로  표시되어  있다.  각  전도 

경로  배열내의  접촉  패드들은  미리정해진  간격(예컨대,  0.050인치  (1.27mm))  만큼  떨어져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전도  경로  배열내의  접촉과  패드들은  다른  전도  경로  배열내의  접촉  패드로부터 어긋
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기판상의  접촉  패드들의  간격은  0.050인치(1.27mm)  보다  다소  작다. 이와
같은  전도  경로  패턴의  형성은  전도 경로(CB,C'B )를  기판의  표면에  배치시키는  반면에  전도 경로

(CA,C'A)는 공지된 방식에 따라 기판의 내부에 배치시킴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접속기(10)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면(접속기(10')의  구조도  이와  동일하고,  접속기(10)의 구성요소
들과  동일한  구성요소들이  프라임  부호(')와  함께  동일한  번호로  표시되었고  그들의  설명은 생략되
었다), 본 발명에 따른 접속기(10)는 예컨대 성형가능한 폴리에스터와 같은 적절한 유전체
(dielectric)  물질로  형성된  코어(12)를  포함한다.  이  코어(12)는  측면에서  보았을때  삼각형  형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제2도  참조),  임의의  다른  적절한  형태가  이용될  수도  있다.  이  코어(12)의 표면
을  따라  요부(凹部)들  (14)(16)이  형성되어  있고,  이  요부들(14)(16)  각각은  경우에  따라 자회로판
(DB)과  모회로판(MB)  각각의  전도  경로들에  대향하게  배치된다.  바이어싱  스프링들(18)(20)(제5도 
참조)이  각각  요부들(14)(16)내에  수용되며,  이들  스프링을  설치한  목적에  대하여서는  이후에 설명
될것이다.

코어(12)의  축방향  단부들(12E)(제1도)사이에서  이  코어(12)의  주위에  가요성  회로(24)(제3도 참
조)가  감겨있다.  이  가요성  회로(24)는  그의  말단부들(24A)(24B)들이  소정의  간격(29)(제2도)만큼 
떨어져  있도록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가요성  회로의  말단부들이  적절히 
중첩될  수도  있다.  가요성  회로(24)는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코어(12)에  고착됨으로써  상술한 바와
같이  조립된  관계를  달성한다.  예를  들어,  가요성  회로(24)는  작은  구멍(25L)(제3도)이  있는 탭
(tab)(25)을  구비할수도  있다.  이들  구멍(25L)에  코어(12)의  돌기(26)(27)(제1도)가  수용된다. 가요
성 회로(24)는 조립된대 덮개(36)(제1도)와 인접 기판의 작용에 의하여 코어(12)에 대해 유지된다.

이  가요성  회로(24)는  예컨대  폴리이미드  필름의  긴  스트립과  같은  가요성의  유전체  스트립으로 제
조된다. 폴리이미드 필름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서는 "이.아이. 듀퐁 드 네모아 앤드 
캄파니"에서  Kapton이라는  상표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있으며,  이것  이외에도  적절한  유전체  물질을 
사용하여  폴리이미드  필름의  스트립을  형성시킬  수있다.  그  유전체  스트립(28S)은  제1표면,  즉, 외
면  (28E)과  제2표면,  즉  내면(28I)을  가진다.  그  내면(28I)은  코어(12)의  외주면에  바로  인접한 표
면이며, 외면(28E)은 회로판들(DB,MB)에 제공되는 가요성 표면이다.

제4도에  명백히  도시된  바와같이,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30)이  유전체  스트립의  외면(28E)을 가로질
러서  소정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다.  자회로판(DB)과  모회로판(MB)사이의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30)은  전도  경로(C)(C')의  배열과  일치되게  배치되어  있다. 회로
판들(DB)(MB)에  의해  제공되는  바와같은  고 도  전도  경로  패턴의  환경에서  이와같은  상호  접속을 
수행하기위하여,  가요성  회로(24)상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30)의  배열은  제1세트의  신호전도 트레
이싱(30A)과  제2세트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30B)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세트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
(30A)(30B)은  서로  어긋나  있으며(제3도  참조),  이들은  또한  유전체  스트립의  외면(28E)의  소정의 
제1및  제2지역들(32A)(32B)위에서  각각  연장한다.  제1세트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30A)은  각각의 회
로판(DB)(MB)상의  전도 경로(CA)(C'A )의  위에서  이들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2세트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30B)은  각각의  전도 경로(CB)(C'B )의  위에서  이들과 전기

적으로  접속되도록  유전체  스트립(28S)의  외면(28E)상에  배치되어  있다.  코어(12)가  삼각형 형상으
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2세트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30B)을  위한  거리가  단축되며,  따라서  그 트레이
싱에 의해 반송되는 신호에 대한 전파 지연(propagation delay)을 최소화 시킬수 있다.

바이어싱  스프링(18)(20)은  2중  충돌부를  가진  스테인레스강  스프링인  것이  바람직하며,  각각의 스
프링은  각각의  요부들(14)(16)내에  배치되어서  각각의  스프링에  대해  2개의  접촉점에서 화살표(18F-
1)(18F-2)(20F-1)(20F-2)의  방향으로  각각  작용하는  한쌍의  바이어싱력을  전도  트레이싱(30)에 부여
한다.  가요성  회로(24)상에  부여되는  화살표(18F-1)(20F-1)의  바이어싱력은  제1세트의  신호  전도 트
레이싱들(30A)  각각과  이에  대응하는  전도 경로(CA)(C'A )와의  사이에서의  전기적  접촉을  확실하게 한

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살표(18F-2)(20F-2)의  바이어싱력은  제2세트의  신호전도  트레이싱들(30B) 
각각과  이에  대응하는  전도 경로(CB)(C'B )와의  사이에서의  전기적  접촉을  확실하게  한다.  제5도에 도

시된  바와같이,  바이어싱  스프링(18)(20)은  대체로  사다리꼴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그  스프링이 인
접한  가로대들(21)은  전도 경로(CA)(CB )  혹은  전도 경로(C'A)(C'B )의  끝을  이루는  접촉  패드들사이의 

어긋남  정도에  맞도록  경사져  있다.  그리하여,  각각의  가로대(21)는  기판상의  적절한  전도  경로와 
접촉되도록 신호 전도트레이싱(30A 혹은 30B)의 일부를 한쪽으로 어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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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36)은  코어(12)위에  끼워져,  코어(12)위에  위치한  가요성  회로(24)에  대한  구조적인  강성  및 
지지를  부여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접속기(10)를  위한  덮개(36)가  제1도에  점선으로 도시되
어있고,  접속기(10')를  위한  덮개(36')는  실선으로  도시되어있다.  이  덮개들(36)(36')은  그 덮개들
을  통과하여  커어(12)(12')의  단부(12E)의  일부내로  연장하는  볼트(39)(39')와  같은  어떤  적당한 부
착 수단에 의하여 그들의 해당 코어(12)(12')에 고정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강성  회로(24)에  사용되는  유전체  스트립의  내면(28I)에는  임피던스  제어 장치
(38)가  설치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임피던스  제어장치(38)는  유전체  스트립의  내면(28I)에 형성
된  1개  혹은  그이상의  접지  트레이싱(40)으로  이루어진다(제4도  참조).  신호  전도  트레이싱(30)과 
접지  트레이싱(40)  모두는,  가요성  회로(24)의  적절한  표면상에  접착  혹은  다른  방법으로  부착되고 
소망의  패턴의  이들  신호  전도  트레이싱(30)과  접지트레이싱(40)을  형성하도록  애칭되는  구리  혹은 
다른  전도성  물질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제4(a)도  내지  제4(f)도를  참조하면,  가요성 회로(24)
에  사용된  유전체  스트립(28S)의  내면(28I)을  가로지르는  접지  트레이싱(40)의  배치가  상세하게 도
시되어  있다.  물론,  신호  전도  트레이싱(30)과  접지  트레이싱(40)은  유전체  스트립(28S)에  대하여 
내외측으로  서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  제4(a)도와  제4(b)도에  도시된  한가지  실시예에  있어서, 임피
던스  제어  장치(38)는  외면(28E)상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30)  전체를  측방에서  둘러싸는  폭 치수
를  가지고  유전체  스트립의  내면(28I)을  가로질러서  배치된  단일의  접지  트레이싱(40)을  포함한다. 
제4(c)도와  제4(d)도에  도시된  변형예에  있어서,  임피던스  제어장치(38)는  접지  트레이싱(40-1)내지 
접지  트레이싱(40-N)의  배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의  접지  트레이싱(40)의 갯
수  N은  신호  전도  트레이싱(30)과  1대  1로  대응하는  관계를  갖는다.  제4(c)도와  제4(d)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각각의  접지  트레이싱(40)은  대응하는  신호  전도  트레이싱(30)과  수직으로  일치하는 위치
에 놓여져있다.

제4(e)도와  제4(f)도에  도시된  본  발명의  또다른  변형예에  있어서,  유전체  스트립의  내면(28I)상의 
접지  트레이싱(40)은  그  접지  트레이싱이  외면(28E)상의  각각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30)의  사이의 
공간부에  위치하므로  신호전도  트레이싱(30)에  대하여  어긋나게  배치되어  있다.  제4(a)도  내지 제
4(f)도에  도시된  본  발명의  각각의  실시예에  있어서,  접지  트레이싱들(40)은  유전체  스트립(28S)의 
내면(28I)을  따라서  신호  전도  트레이싱(30A)(30B)(제3도)의  전체  길이를  축방향으로  둘러쌀  수 있
는  거리만큼  연장한다.  바이어싱  스트링(18)(20)의  지역에  있어서의  기계적인  편의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접지 트레이싱들이 단절되어도 좋다.

가요성  회로(24)에  사용되는  유전체  스트립의  내면(28I)상의  접지  트레이싱들(40)은  어떤  편리한 방
식에  의하여  접지  전위(ground  potential)에  접속될수  있다.  제10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접지 트레
이싱(40)은  신호  복귀  도체이고,  따라서  이들  접지  트레이싱(40)의  양  단부는  각각  접지  전위 접속
부에  의하여  자회로판(DB)과  모회로판(MB)에  연결된다.  뿐만아니라,  1개(혹은  그  이상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30)을  실제로  신호  복귀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흔히  실시된다.  따라서,  접지 트레이싱(40)
은  신호  복귀용으로  사용되는  신호  전도  트레이싱(30)에  편리하게  접속될  수  있다.  이와같은  접속은 
상호  접속을  필요로  하는  부근에서  유전체  스트립(28S)에  통로  혹은  개구부를  형성시킴에  의해 이루
어질수 있다.  그후,  납땜에 의해,  또는 리벳을 부착시킴에 의해,  또는 핀을 납땜함에 의해,  혹은 스
트립의  각  표면에  위치한  트레이싱들의  구리가  개구부내로  스며들어서  전기적  접촉을  이루도록  함에 
의해 접지 트레이싱(40)을 신호 복귀선에 접속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제4(b)도와  제4(d)도  및  제4(f)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유전체 스
트립(28S)의  외면(28E)에는  각  쌍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30)  사이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접지 
트레이싱(42)이  추가로  설치될  수도  있다.  상술한  바와같이,  이들  접지  트레이싱(42)의  일부는 사실
상 접지 전위인 신호 복귀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접지 트레이싱(42)은  누화를 더욱 최
소화시킴과 동시에 임피던스 제어를 돕는다.

신호  전도  트레이싱(30)과  접지  트레이싱들(40)(42)의  치수,  신호  전도  트레이싱(30)과  접지 트레이
싱들  (40)(42)사이의  상대적인  거리,  신호  전도  트레이싱(30)에  대한  접지  트레이싱(40)의  중첩 관
계,  그리고  유전체  스트립(28S)의  두께를  포함한  접속기의  전체적인  구조적  배치는,  다른  가요성 회
로  혹은  비가요성  회로와  같은  전송  구조에  대해  특정한  특성  임피던스를  제공할  때에  사용되는 전
기 이론을 동일하게 고려함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하여, 상호 접속될 기판들상의 전도 경로
(C)(C')의  소정의  특성  임피던스가  일단  제공되면,  상호  전도  트레이싱(30)에  대한  접지 트레이싱
(40)(42)의  상기한  물리적인  간격  파라미터들은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결정될  수  있다.  이들 파라
미터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예컨대"전자공학에  있어서의  배선,케이블설치  및  상호  접속에  관한 핸
드북"(Charles  A.  Harper  주필,  미국  McGraw  Hill  Book  Company  발행(1972)년)  ;  또는  IEEE전문 프
로그램  분과  회보  제18호"회로판  조립체  상에서의  디지탈  신호의  2지점간  고속운  송"  ;  또는 "마이
크로웨이브  집적  회로"(Frey  저,  Artech  House  Inc.  발행,  초판인쇄  1975년,  재판  인쇄  1977년)  ; 
또는 "신호 전송선 분야에 있어서의 플랫 케이블(flat cable) 응용" (Marshall 저, Ansley 
Electronic, Inc.발행) 등의 문헌이 참조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접속기(10)(10')는  적용예에  따라  기판에  장착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제1도  및  제6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각각의  접속기(10)(10')는  예컨대  관통  볼트(44)와  잠금 
너트(46)에  의하여  하나의  기판(전형적으로는,  자회로판(DB)에  물리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접속기
(10)자체에는,  다른  기판(즉,  모회로판(MB))의  개구부에  수용됨으로써  그  기판에  이  접속기(10)를 
정합시키는데  적합하게된  돌기들(27)이  설치되어  있다.  물론,  제6도에  점선으로  표시된  바와  같은 
볼트  구멍(48)을  관통하여  수직으로  연장하는  유사한  관통  볼트에  의해  접속기(10)(10')를  다른 기
판(이 경우에는 모회로판(MB))에 장착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제7도,  제8도  및  제9도에는  변형에에  따른  장착구조들이  도시되어  있다.  제7도에  있어서는 제6도에
서와  같이  모회로판(MB)에  대한  표면  장착  대신에,  접속기를  적당한  수단에  의해  리이드 프레임
(lead  frame)(52)(52')  혹은  접촉  탭에  고정시킨  다음에  이들  리이드  프레임(52)(52')을  예컨대 납
땜과  같은  적당한  수단에  의해  모회로판(MB)의  표면에  고정시킨  것이다.  또는,  제8도와  제9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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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바와같이,  접속기(10)가  핀(54)(56)을  구비할  수  있고,  이들  핀(54)(56)은  각  세트의  신호 전
도  트레이싱(30)에  교착하여  그에  부착(전형적으로는,  납땜에  의해)된다.  이들  핀(54)(56)은 제8도
와  제9도에  각각  도시된  바와같은  리브  케이지  소켓트(rib  cage  socket)(62)  혹은  도금된 구멍(64)
에  수용되도록  되어  있다.  리브  케이지  소켓트(62)와  도금된  구멍(64)은  모회로판(MB)상의  전도 경
로(C'A)(C'B )들  중의  적절한  전도  경로에  고정되고  접하게  접촉된다.  본  발명의  접속기에  의해서 

제공되는 신호 도를 조정하기위하여, 핀들(54)(56)은 제1및 제2세트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
(30A)(30B)에  대해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된  통로  혹은  구멍  (68)(70)(제3도)을  통하여  연장하도록 
배치된다.  이들  구멍(68)(70)은  소정  간격(예컨대,  0.050인치(1.27mm))를  두고  2열로  배치됨으로써 
0.025인치(0.635mm)정도의 간격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이상에서는  신호  전도  트레이싱이  외면에  배치되고  접지  트레이싱이  내면에  배치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  유전체  스트립(28S)을  통해  신호  전도  트레이싱  혹은  접지  트레이싱을 인도하
기 위해 적절한 통로가 설치되는 경우 상술한 바와같은 배치가 역으로 될 수도 있다.

상술한  설명으로부터,  중심간  간격이  0.050인치(1.27mm)인  접속기  기술에서  현재  얻을  수  있는 것보
다 3배까지 더  높은 도를 제공하고 이와 동시에 효과적인 임피던스 정합 및  누화의 방지를 제공하
여  하나의  전도  경로로  부터  접속기를  통하여  다른  전도  경로로의  신호  전송을  최대로  하여주는 고

도  가요성  회로  접속기를  이용하여  제1기판과  제2기판을  상호  접속시키는데  적합하게  되어있는 접
속기가 기재되어 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기판(DB)상에  배열된  신호  전도  경로들(C)을  제2기판(MB)상에  배열된  대응하는  신호  전도 경로들
(C')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전기  접속기(10)로서,  코어(12)와,  이  코어(12)의  주위에  감겨 
있으며  제1표면(28E)과  제2표면(28I)을  가지는  가요성  회로(24)와,  제1기판  및  제2기판상의  신호 전
도  경로들중의  대응하는  전도  경로들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도록  이  가요성  회로(24)의  제1표면에 
배치되어  있는  신호전도  트레이싱들(30)과,  신호  전도  트레이싱(30)의  임피던스가  제1기판  및 제2기
판상의  대응하는  전도  경로들의  임피던스와  정합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기  제1표면상에  신호  전도 트
레이싱(30)에  대해  배치되고  양단부의  접지  전위  접속부를  통하여  신호  복귀  전류를  반송하는 적어
도  하나의  접지  트래시이싱(40)으로  이루어져  상기  가요성  회로(24)의  제2표면상에  배치되는 임피던
스 제어 장치(38)로 구성된 전기 접속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회로(24)의  제1표면상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30)은  제1세트  및 제2세
트의  전도  트레시싱(30A,30B)으로  이루어지며,  제1세트의  전도  트레이싱(30A)은  가요성  회로의 제1
표면의  소정의  제1지역(32A)위에서  연장하고,  제2세트의  전도  트레이싱(30B)은  가요성  회로의 제1표
면의 상기 제1지역과는 상이한 소정의 제2지역(32B)위에서 연장하는 전기 접속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지  트레이싱(40)은  가요성  회로(24)의  제1표면상에  배치된  신호  전도 트레
이싱(30)을  측방향에서  둘러싸는  거리만큼  가요성  회로의  제2표면에서  연장하는  평면으로  되어  있는 
전기 접속기.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접지  트레이싱(40)은  신호  전도  트레이싱(30)을  측방향에서  둘러싸도록  상기 
제1 및 제2지역(32A,32B)위에서 연장하는 평면으로 되어 있는 전기 접속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  제어  장치(38)는  가요성  회로의  제1표면상의  신호  전도 트레시싱들
(30)  각각과  1대  1로  대응하여  수직  방향으로  일치되게  가요성  회로의  제2표면상에  배열된  접지 트
레이싱들 (40-1~40-N)로 구성되어 있는 전기 접속기.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  제어  장치(38)는  가요성  회로의  제1표면상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
(30)  각각과  1대  1로  대응하여  수직  방향으로  일치되게  가요성  회로의  제2표면상에  배열된  접지 트
레이싱들 (40-1~40-N)로 구성되어 있는 전기 접속기.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  제어장치(38)는  가요성  회로의  제1표면상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
(30)  사이의  간격부에서  가요성  회로의  제2표면상에  배열된  접지  트레이싱들(40)로  구성되어  있는 
전기 접속기.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  제어장치(38)는  가요성  회로의  제1표면상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
(30)   사이의  간격부에서  가요성  회로의  제2표면상에  배열된  접지  트레이싱들(40)로  구성되어  있는 
전기 접속기.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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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각  쌍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30)사이에서  가요성  회로의  제1표면상에  적어도 하
나의 접지 트레이싱(42)이 배치된 전기 접속기.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각  세트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30A)(30B)내의  각  쌍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30)사
이에서 가요성 회로의 제1표면상에 적어도 하나의 접지트레이싱(42)이 배치된 전기 접속기.

청구항 11 

제3항에  있어서,  각  쌍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30)사이에서  가요성  회로의  제1표면상에  적어도 하
나의 접지 트레이싱(42)이 배치된 전기 접속기.

청구항 12 

제4항에  있어서,  각  세트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30A)(30B)내의  각  쌍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30)사
이에서 가요성 회로의 제1표면상에 적어도 하나의 접지 트레이싱(42)이 배치된 전기 접속기.

청구항 13 

제5항에  있어서,  각  쌍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30)사이에서  가요성  회로의  제1표면상에  적어도 하
나의 접지 트레이싱(42)이 배치된 전기 접속기.

청구항 14 

제6항에  있어서,  각  세트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30A)(30B)내의  각  쌍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30)사
이에서 가요성 회로의 제1표면상에 적어도 하나의 접지 트레이싱(42)이 배치된 전기 접속기.

청구항 15 

제7항에  있어서,  각  쌍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30)사이에서  가요성  회로의  제1표면상에  적어도 하
나의 접지 트레이싱(42)이 배치된 전기 접속기.

청구항 16 

제8항에  있어서,  각  세트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30A)(30B)내의  각  쌍의  신호  전도 트레이싱들(30)사
이에서 가요성 회로의 제1표면상에 적어도 하나의 접지 트레이싱(42)이 배치된 전기 접속기.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각각의 기판상의 전도 경로들(C,C')은 서로 어긋나있는 제1세트의 전도 경로
(CA,C'A )와  제2세트의  전도 경로(CB,C'B )로  나누어져있고,  상기  임피던스  제어장치(38)는  제1기판  및 

제2기판에  대하여  대향하는  관계로  코어(12)에  배치된  제1  및  제2요부들(14,16)과  경사진 가로대들
(21)을 가지고 각 요부내에 배치되는 바이어싱 스프링(18,20)으로 이루어지는 전기 접속기.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지  트레이싱(40)은  가요성  회로(24)에  설치된  통로를  통해  접지  전위에 접
속되는 전기 접속기.

청구항 1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접지  트레이싱(40)은  가요성  회로(24)에  설치된  통로를  통해  접지  전위에 접
속되는 전기 접속기.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회로(24)는  리이드  프레임(52)에  의해  적어도  하나의  기판(MB)에 접속
되어 있는 전기 접속기.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회로(24)는  전동성  핀(54,56)에  의해  적어도  하나의  기판(MB)에 접속
되어 있는 전기 접속기.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각각의  전도성  핀(54,56)은  가요성  회로(24)와  접촉하며,  코어(12)내에  끼워져 있
고, 적어도 하나의 기판(MB)에 부착된 다른 단자(62)를 통하여 그 기판과 접촉하는 전기 접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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